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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b scale experiments to investigate the dissolution reaction among supercritical CO2-sandstone-groundwater by

using sandstones from Gyeongsang basin were performed. High pressurized cell system (100 bar and 50oC) was

designed to create supercritical CO2 in the cell, simulating the sub-surface CO2 storage site. The first-order dissolu-

tion coefficient (kd) of the sandstone was calculated by measuring the change of the weight of thin section or the

concentration of ions dissolved in groundwater at the reaction time intervals. For 30 days of the supercritical CO2-

sandstone-groundwater reaction, physical properties of sandstone cores in Gyeongsang basin were measured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supercritical CO2 on the sandstone. The weight change of sandstone cores was also mea-

sured to calculate the dissolution coefficient and the dissolution time of 1 g per unit area (1 cm2) of each sand-

stone was quantitatively predicted. For the experiment using thin sections, mass of Ca2+ and Na+ dissolved in

groundwater increased, suggesting that plagioclase and calcite of the sandstone would be significantly dissolved

when it contacts with supercritical CO2 and groundwater at CO2 sequestration sites. 0.66% of the original thin sec-

tion mass for the sandstone were dissolved after 30 days reaction. The average porosity for C sandstones was

8.183% and it increased to 8.789% after 30 days of the reaction. The average dry density, seismic velocity, and 1-D

compression strength of sandstones decreased and these results were dependent on the porosity increase by the dis-

solution during the reaction. By using the first-order dissolution coefficient, the average time to dissolve 1 g of B

and C sandstones per unit area (1 cm2) was calculated as 1,532 years and 329 years, respectively. From results, it

was investigated that the physical property change of sandstones at Gyeongsang basin would rapidly occur when

the supercritical CO2 was injected into CO2 sequestration si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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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육상 이산화탄소 지중저장 후보지 중 하나로 거론되고 있는 경상분지 사암에 대하여 초임계CO2 주입에 의한

사암의 용해반응을 규명하는 실내 실험을 실시하였다. 초임계CO2로 존재하는 지중저장 온도/압력조건(100 bar와 50 oC)

을 재현한 스테인레스 셀(용량 110 ml) 내부에 지하수를 주입한 후, 공극률이 다른 3 종류의 경상분지 사암 시료에

대하여 슬랩으로 제작하여 표면을 폴리싱한 후 고압셀 하부에 고정시켜 지하수에 잠기게 하였으며, 초임계CO2를 주

입한 후 60 일 동안 지하수 용존 이온 농도 변화, 질량 변화, 광물의 평균 표면 거칠기 변화를 측정하였다. 사암의

물성 변화 실험에서는 채취한 3 종류의 경상분지 사암들을 원통형 코어 형태로 가공하여 대형 고온고압탱크(2 liter

용량)에 고정시켜 30 일 동안 반응 시킨 후 공극률, 건조밀도, 탄성파 속도, 일축압축강도 등을 측정하여 용해반응에

의한 사암의 물성변화를 규명하였다. 반응 시간에 따른 사암 코어의 무게를 측정하여 질량 변화에 따른 1차 용해반응

상수값(kd)을 계산하였으며, 이 용해상수를 이용하여 단위면적(cm2) 당 1 g의 사암시료가 완전히 용해되는데 걸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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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해시간을 계산하였다. 사암 슬랩을 이용한 지중저장 조건에서 초임계CO2-사암-지하수 반응 실험 결과 Ca2+, Na+의

용해반응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것으로 나타나, 이들 함량이 높은 사장석, 방해석 등을 중심으로 사암의 용해반응이 일

어남을 알 수 있었으며, 반응 30 일 후 초기 A사암 슬랩 무게의 0.66%가 반응에 의해 용해되었다. 경상분지 사암의

물성 변화 실험 결과, CO2 반응 30 일 동안 B사암과 C사암의 공극률은 초기 공극률 기준 16.2%와 7.4% 증가하는

반면, 건조밀도, 탄성파 속도 그리고 일축압축강도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이 결과는 초임계CO2와 반응하여 암

석의 용해반응에 의한 물성변화가 짧은 시간 동안 활발히 일어나고 있음을 의미한다. 계산된 용해반응상수값(kd)으로

부터 B사암과 C사암의 경우 사암에 주입된 CO2에 의하여 단위면적(cm2)당 1 g이 용해되는데 각각 평균 1,532 년과

329 년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나, CO2 지중저장 시 사암의 용해반응이 짧은 시간동안 활발히 일어날 수 있음을 입증

하였다. 

주요어 : 이산화탄소 지중저장, 초임계이산화탄소, 경상분지, 지화학 반응, 사암 용해

1. 서 론

전문가들은 만약 인류가 2050 년까지 현재 CO2 배출

량을 유지하지 못하면, 대기 중 CO2 농도는 500 ppm

을 초과하게 되며, 이에 의한 지구환경 변화는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다고 경고하고 있다(IPCC,

2005). CO2 배출에 의한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에 세

계적인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일부 선진국을 대상

으로 배출량 저감을 위한 다양한 기술개발이 진행되고

있다(Hitchen, 1996; Akimoto et al., 2004; Emberley

et al., 2004). CO2 배출량을 감축하기 위한 기술은 신

재생에너지 개발 기술, 기존 에너지 효율 향상 및 재

활용 기술, 대규모 배출 원으로부터 CO2를 포집, 수송,

저장하는 CCS(Carbon dioxide Capture and Storage)

기술 등으로 나눌 수 있다. CCS 기술 중에서 CO2를

대기와 격리시켜 대기 중 CO2 농도를 낮추는 관점에

서 저장 기술이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국내의 경

우 이에 대한 연구나 기술개발이 CO2 포집 및 재활용

분야에 비하여 매우 뒤쳐져있다(Park et al., 2009).

현재 국외에서 CO2 저장에 대한 연구는 해양저장, 심

부 지중저장, 지표 천부저장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진행

되고 있으나, 생태환경 및 안전성을 고려하여 지하 심

부 지질매체에 저장하는 심부 지중저장 기술이 가장

가능성이 있는 기술로 부각되고 있다(Gunter et al.,

1993; Hitchen, 1996; Bachu, 2000; Akimoto et al.,

2004; Emberley et al., 2004). 이미 국제적으로 수십

개의 파일럿 규모 및 상용화된 CO2 지중저장 실증 프

로젝트가 수행 중에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CO2 배

출량이 매우 높은 나라에 속하면서도 지중저장과 관련

하여 한 건의 실증 사업도 수행되어진 바 없다(Yun,

2011). 다행히 2010 년 이후로 CO2 배출량 감축을 위

해 지중저장분야의 기술개발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지식경제부와 국토해양부를 중심으로 국내 육

상 및 해양 지중저장 지역을 선정하여 CO2를 실제 주

입하려는 국책사업을 계획 중이다(Park et al, 2009).

CO2 지중저장 기술은 육상과 해양의 심부 대수층을

대상으로 지하 800 m 이상의 심도에 CO2를 초임계유

체 상태로 주입하여 저장하는 기술로, 지층 내 유체로

채워져 있는 지질학적 대규모 빈공간이나 암석 내 공

극에 CO2를 격리시키고, 포획된 초임계이산화탄소가

일정한 시간이 경과하면서 주변 암석과 지중 유체와

반응하여 용해 또는 침전되어 저장(격리)되는 기작들을

포함한다(Bachu et al., 1995; Ortoleva et al., 1998).

CO2 지중 저장에 관한 국내 연구는 이산화탄소 지중

저장량 추정과 관련된 모델링 연구에 그치고 있으며,

저장량산정에 필요한 공극률 및 유효저장계수 등과 같

은 입력자료 대부분이 기존의 연구 문헌 자료를 사용

하고 있어서 실제 저장량 산정에 한계가 있다(Son et

al., 2006; Choi et al., 2009a; Ketzer et al., 2009;

Kihm et al., 2009; Lee et al., 2008). 지하 지층에

주입된 초임계CO2는 기존에 지층의 공극을 채우고 있

는 지하수에 용해되어 지하수 성분을 변화시킬 뿐 아

니라 주변 암석(광물)과 반응하여 암석의 물성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Choi et al., 2009b; Choi et. al.,

2012). 반응성이 높은 특정 광물들의 용해반응과 재침

전반응에 의한 암석의 공극률 변화 및 강도변화가 암

석 내 CO2 저장량과 이동특성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

로 예상되나, 불행히도 CO2 지중저장 조건에서 초임계

CO2-암석-지하수 사이에 발생하는 지화학적 변화에 의

한 암석의 용해반응 및 침전반응을 정량적으로 규명한

연구는 국외에서 조차 매우 드물다(Gunter et al.,

1993 and 1997; Kaszuba et al., 2003). 본 연구에서

는 현재 국내 CO2 지중 저장이 가능하다고 여겨지는

육상 퇴적분지 중 하나인 경상분지의 사암들을 대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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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지중저장 압력/온도 조건에서 초임계CO2-사암-지하

수 반응에 의한 사암의 용해반응을 정량적으로 규명하

고, 실험결과로부터 사암의 용해반응을 1차반응으로 가

정하여 용해반응상수값을 산정하였다. 본 연구를 통하

여 얻어진 용해반응상수값은 지중저장 후보지 대상 암

석 선정 및 누출 안전성을 검증하는데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2. 실험 방법 및 내용

2.1. 실험에 사용한 사암 및 지하수 시료 채취

국내 CO2 육상 지중저장 후보지로 태백산분지, 충

남분지, 문경분지, 호남분지, 경상분지 등이 있으며, 지

구물리탐사 및 지질구조 연구에 의하면 한반도 동남부

에 위치한 백악기 퇴적 분지인 경상분지가 최대 약

9000 m의 두꺼운 퇴적분지를 형성하는 것으로 나타나

대규모 CO2 저장소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되

고 있다(Chang, 1975; Min and Chung, 1985; Min

and Kim, 1987; Chough and Sohn, 2010). 경상분지

퇴적 지층은 크게 신동층군, 하양층군, 유천층군으로

나누어지며, 야외 지질조사와 공극률 측정에 의해 신

동층군과 하양층군에 속하는 사암층들이 CO2 지중 저

장암석으로 사용가능 할 것으로 판단되었다(Egawa et

al., 2009).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신동층군, 하양층군을

대상으로 야외조사를 실시하여 공극률이 다른 3 종의

사암층을 선정하였으며, 신동층군에 속하는 진주층 사

암(이후로는 ‘A사암’으로 명명)과 낙동층 사암(이후로

는 ‘B사암’으로 명명), 그리고 하양층군에 속하는 일직

층 사암(이후로는 ‘C사암’으로 명명)에 대하여 각각 3

지점에서 전기암석절단기를 사용하여 지표 노두에서 사

암을 채취하였다(총 9 개 사암 시료). 시료 채취 지점

별 5 개의 원통형 암석 코아(직경 4.3 cm, 길이 12 cm;

3 종류 사암에 대하여 총 30 개)와 A사암 시료의 경우

3 개의 박편(10 mm × 10 mm × 3 mm)을 제작하

여 초임계CO2-암석-지하수 실험에 사용하였다. 본 연

구를 위한 사암시료 채취 지역은 Fig. 1에 나타내었다.

CO2 지중저장이 경상분지 내에서 이루어지는 경우,

대규모 CO2 배출지역인 화력발전소가 해안가에 위치

Fig. 1. Geological map of the research area and sandstone sampling locations (modified from Kang et al.,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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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며 인구 밀도가 낮은 지역이 선정될 가능성이 높다

는 것을 감안하여 경상분지 퇴적층이 존재하는 연안에

서 실제 지하 800 m 깊이에서 채수한 지하수(부산 광

안리 주변 지역에서 채수)를 이용하였으며, ICP/

OES(Perkin elmer, Optima 7000DV) and IC(Dionex,

ICS-1000)를 이용한 지하수 성분 분석 결과(Table 1),

Cl-, Na+, Ca2+ 함량이 높아 해수가 혼합된 지하수임

을 알 수 있었다.

2.2. 사암의 광물학적 특성 규명 실험

이산화탄소 주입에 의한 지중 저장 대상 암석의 지

화학적 변화는 암석을 구성하고 있는 광물의 특성에

따라 좌우되므로, 채취한 사암시료에 대한 광물학적 모

드분석 실시하여 사암 내 분포하는 주요 광물들의 분

포비율을 측정하였으며, 광물들의 주 구성 성분을

XRD(X-Ray Diffractometer; Philips X'Pert-MPD 모델)

와 XRF(X-Ray Fluorescence Spectrometer; Shimadzu

XRF-1700 모델) 분석을 통하여 규명하였다. 모드분석

의 경우 A, B, C사암 시료에 대하여 각각 3 개씩 박

편을 만들어 편광현미경을 이용하여 주 구성 광물을

규명하였으며, 주 구성 광물의 구성비를 정량적으로 측

정하기위해 편광현미경의 격자형점원측정기(the grid

point counter)를 이용하여 1 mm × 1 mm 당 500

이상 점원에 해당하는 광물 종을 분류하여 분포비(%)

로 나타내었다.

2.3. 초임계CO2에 의한 사암의 용해반응 실험

지중저장 지층 내 초임계CO2 주입에 의해 pH가 낮

아진 지하수와 반응하여 사암 내 광물들을 용해시키게

되는데, 각 광물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용해반응이 일

어날 것으로 판단되나 이에 대한 기존의 연구는 매우

미흡한 형편이다. 선행 연구자들의 연구 결과에 의하

면 초임계CO2 주입 시 CO2와 반응성이 높은 Ca,

Na, K, Fe, Mg 등을 함유한 광물의 용해반응이 상대

적으로 활발히 일어나는 것으로 밝혀졌으며(Choi et

al., 2009b; Kang et al., 2011; Ko et al., 2011), 이

러한 원소를 다량 함유한 광물들 중 경상계 사암에 주

요광물인 사장석, 정장석, 흑운모, 각섬석, 녹니석의 대

표적 CO2-광물-지하수 반응식을 아래에 나타내었다.

2Albite (NaAlSi3O8)+CO2+H2O↔ 3Quartz (SiO2)

+Dawsonite (NaAlCO3(OH)2) (1)

2Albite (NaAlSi3O8)+2CO2+3H2O↔ 2Na++2HCO3
−

+4Quartz (SiO2)+Kaolinite (Al2Si2O5(OH)4) (2)

Anorthite (CaAl2Si2O8)+CO2+2H2O↔

Kaolinite (Al2Si2O5(OH)4)+Calcite(CaCO3) (3)

2K−feldspar (KAlSi3O8)+2CO2+3H2O↔

2K++2HCO3
−+4Quartz (SiO2)

+Kaolinite (Al2Si2O5(OH)4) (4)

3Annite (KFe3AlSi3O10(OH2))+11CO2↔

9Siderite(FeCO3)+Muscovite(KAl3Si3O10(OH2))

+6Quartz (SiO2)+2HCO3
−+2K++H2O (5)

Amphibole (Ca2Mg5Si8O22(OH2))+4CO2↔

2Dolomite (CaMg(CO3)2)+Talc (Mg3Si4O10(OH2))

+4Quartz (SiO2) (6)

Chlorite (Mg5Al2Si3O10(OH)8)+5CO2↔

5Magnesite (MgCO3)+Kaolinite (Al2Si2O5(OH4))

+Quartz (SiO2)+2H2O (7)

본 연구에서는 초임계CO2 주입에 의한 지중저장 대

상 경상계 사암의 용해반응을 지중저장 조건에서 실험

을 통해 재현하는 고압셀 실험을 실시하였다. 경상계

사암에 CO2를 주입하는 경우 초임계CO2-사암-지하수

반응을 정량적으로 규명하기 위하여 CO2 지중 저장 조

건(50 oC; 100 bar)을 스테인레스 재질의 고압셀(내부

용량: 104 ml) 내부에 재현하였다. 유압펌프(SFT-10,

Supercritical Fluid Technologies)와 배출압력조절장치

(26-1762-24, Tescom)를 각각 셀에 연결한 후 자동압

력제어 프로그램(Thar 회사 제품)을 이용하여 셀 내부

압력을 100 bar로 고정하였으며, 자동온도조절기

Table 1. Chemical composition of groundwater used in the experiment

Temp. 

(oC)
pH

Concentration (mgL-1)

Fe2+ Si4+ Al3+ Mg2+ K+ HCO3
- SO4

2- Ca2+ Na+ Cl-

37.0 8.0 0.0 7.8 8.1 13.0 35.5 61.6 241.3 528.1 621.6 17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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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C200P, Misung Scientific)를 셀 외부에 설치하여 셀

온도를 50 oC로 일정하게 유지하였다. 순도 99.99% 이

산화탄소 가스가 저장된 가스통을 유압펌프와 스테인레

스강철관으로 연결하고, 주입관이 Heating mantle(JM,

Misung Scientific)을 통과하면서 셀 내부에 이산화탄

소가 주입되게 하였다. 실험에 사용할 A와 C사암 시료

에 대하여 다이아몬드 절단기를 이용하여 슬랩(10 mm

× 10 mm × 3 mm)으로 제작한 후 한 면을 유리글라

스에 접착시키고, 반대 면을 1000 번과 2000 번 샌드

페이퍼로 연마한 후 DAP-V 디스크(Sturuers)와 다이

아몬드 페이스트(6, 3, 1 µm 크기)를 이용하여 폴리싱

하였다. 반응 실험 전 폴리싱한 사암 슬랩 표면을 반

사현미경(OPTIPHOT-2POL; Nikon 제품)과 SEM/

EDS(HITACHI S-2400 모델)로 분석하여 사암 슬랩

표면에 분포하는 주요 광물 종류와 분포 특성을 규명

하였다. 암석 슬랩 표면의 특정 광물 표면에 대하여

반응 실험 전/후 각각 20 µm × 20 µm 면적에 대하

여 SPM(Scanning Probe Microscope; MultiMode

TM SPM, Digital Instrument 제품)을 이용하여 표면

이미지 분석을 실시함으로써 용해반응에 의한 사암의

풍화 정도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A와 C사암 종류별 3 개의 슬랩이 반응 실험에 사용

되었으며, 각 사암 슬랩을 고압셀 내부에 장착한 후

지하수 80 ml를 주입하여 슬랩 전체가 지하수에 잠기

게 하였다. 고압셀 내부를 지중 저장 조건으로 재현

한 후 CO2 기체(순도 99.99%)를 고압셀 내부에 주입

하여 셀 내부 빈 공간을 채움으로써 초임계상태의

CO2가 지하수에 용해되어 암석 슬랩 표면과 반응하게

하였다. Fig. 2에 반응 실험 과정을 나타내었다. 반응

후 10 일 간격으로 총 60 일 동안 고압셀 내부의 지

하수 2 ml를 채수하여 ICP/OES로 지하수 내 용존

이온들의 농도를 분석하였고 추가로 지하수를 주입하

여 셀 내부 지하수량을 80 ml로 유지하였다. 반응 실

험이 끝난 후 암석 슬랩 표면 광물 변화와 표면에 침

전된 2 차 광물을 규명하기 위하여 반응 종료 후 사

암 슬랩 표면에 대하여 반사현미경과 SEM/EDS 분석

을 실시하였으며, 지하수 용존 이온 질량 및 사압 슬

랩 무게 변화를 측정하여 용해반응에 의한 사암 시료

의 질량 손실을 정량적으로 계산하였다.

2.4. 초임계CO2-지하수-사암반응에 의한 사암의 물

성변화 규명 실험 및 용해반응 상수 계산

초임계CO2-지하수-사암 반응에 의한 사암의 물성변

화를 반응시간에 따라 측정하여 초임계CO2 주입에 의한

사암의 물성변화를 정량적으로 규명하는 실험을 실시하

였다. 먼저 CO2 지중저장조건에서 주입된 초임계CO2-

Fig. 2. Schematic experimental system and photograph of the high pressurized cell with thin sections of sandstones in the

experi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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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사암의 지화학반응에 의한 암석의 물성변화를 측

정하기위하여 반응 전과 후, B사암과 C사암에 대하여

각각 15 개의 사암코아(지름 4.3 cm, 길이 7.0 cm)를

제작하여 무게, 밀도, 비중, 공극률, 포아송비, 탄성파 속

도 등을 측정하였으며, 측정방법은 ISRM (International

Society for Rock Mechanics)의 Suggested method-

1981, ASTM/D2845-05, ASTM/D3148-02 등 국제 표

준 분석 방법을 사용하였다. 내부 용량이 2 liter 인 스

테인레스 고압용기를 사용하였으며, 반응 조건은 50 oC

와 100 bar로 유지하였고, 이전의 사암 슬랩과 같이

사암 코아를 용기 내부에 고정하여 1.5 liter의 지하수

를 주입하여 잠기게 하였다. 사암 슬랩 실험과 같은

조건에서 초임계CO2-지하수-사암코아 반응을 실시하였

으며 반응 후 10 일 간격으로(총 60 일) 셀 내부의 지

하수 2 ml를 채수하여 증류수를 이용하여 100 배 희

석한 후 Ca2+, Mg2+, Al3+, Fe, Si4+, K+, Na+, F-,

Cl-, NO2
-, Br-, NO3

-, PO4
3-, SO4

2- 이온 농도를 분석

하였다. 반응 실험과정은 Fig. 3에 나타내었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연구에서 정량적으로 제시하

지 못하였던 초임계CO2 주입에 의한 지중저장 대상

경상계 사암의 용해반응을 지중저장 조건에서 실험을

통해 재현함으로써 사암에 대한 용해반응상수값(kd)을

구하고, 이로부터 주입된 초임계CO2에 의한 사암의 용

해시간을 예측하고자 하였다. 기존의 연구결과로부터,

사암시료의 용해반응은 0차반응과 2차반응보다 1차반

응에 가장 유사한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에서는 사암

의 용해반응을 1차반응으로 가정하였다(Kang, 2012).

먼저 초임계CO2에 의한 사암의 용해반응 상수를 계산

하기 위하여 반응 전/후 사암코아 표면적과 건조 무게

를 측정하였다. 초임계CO2-지하수-사암코아 반응 후 10

일 간격으로(총 30 일) 반응 시간별 지하수 용존 이온

질량 및 사암코아 무게 변화로부터 사암의 용해 반응

을 1차반응으로 가정하여 각 반응모델 곡선에 일치시

켜 용해반응상수(kd)를 계산하였다.

1차 반응

where, kd는 용해반응상수, C는 지하수 내 이온농도(또

는 사암코아 무게), t는 반응시간.

계산된 용해반응상수값으로부터 초임계CO2-지하수-

사암 반응에 의해 사암시료 단위면적당(cm2) 1 g이 풍

화되는데 걸리는 시간을 예측함으로써, 이산화탄소 주

입에 의한 지중저장 암석의 지화학적 용해량을 정량적

으로 계산하였다.

3. 결과 및 토의

3.1. 사암의 광물학적 특성 규명 실험 결과

A사암과 C사암의 광물 모드분석에 사용된 박편 사

진은 Fig. 4에, 세 종류 사암 시료의 모드분석 결과는

Table 2에 나타내었다. 모드분석 결과 세 종류 사암에

서 석영이 평균 50% 내외를 차지하였으며, A사암의

dC

dt
------- kd– C:×=

Fig. 3. Photographs of sandstone cores (a) and a large high-pressurized tank (b) used in the experiment for physical property

change of sandsto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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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알카리 장석이 12.4%, 사장석이 2.9%, 방해석이

11.9%를 차지하였고, B사암은 알칼리장석이 10.5%, 사

장석이 6.4%, 백운모가 4.6%를 차지하였으며, C사암

은 알칼리장석과 사장석이 각각 25.5%, 9.4%로 나타

나, 이산화탄소와 반응성이 좋은 원소들이 Ca, Fe,

Mg 등인 것을 고려할 때 세 종류 사암 모두 초임계

Fig. 4. Images of thin sections of A and C sandstones for the modal analysis using a polarizing microscope (left: open mode;

right: close mode).

Table 2. Results of modal analysis for thin sections of A, B and C sandstones (unit : %)

Thin 

section No.

Mineral Coarse

fragments
Substrate Others

Quartz Feldspar K-feldspar Muscovite Biotite Calcite Chlorite

A-1 54.6 3.7 13.2 2.3 0.3 10.1 0.1 7.7 6.4 1.6

A-2 50.3 2.1 11.3 2.1 0.2 14.5 0.1 9.8 7.2 2.4

A-3 54.9 2.8 12.6 3.0 0.6 11.1 0.2 7.9 6.7 0.2

B-1 61.6 7.6 13.2 3.3 0.4 0.3 0.1 5.5 6.4 1.6

B-2 57.5 5.1 7.7 5.9 0.6 3.5 0.3 10.3 8.4 0.7

C-1 50.5 7.8 25.5 0.3 2.3 3.1 3.1 2.5 2.4 2.5

C-2 43.4 9.2 27.6 0.3 1.5 5.3 5.1 4.3 2.1 1.2

C-3 50.5 11.3 23.5 1.1 0.2 4.3 3.2 3.1 1.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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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2 주입에 의한 사암의 용해/침전 반응이 활발히 일

어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3.2. 초임계CO2에 의한 A사암의 용해반응 실험 결과

초임계CO2-A사암-지하수 반응 시간별로 초임계CO2

주입에 의해 사암으로부터 지하수에 용해된 이온농도값

을 이용하여 이온별 용해량(g)을 계산한 결과를 Fig. 5

에 나타내었다. A사암 슬랩(초기 질량 0.9637g)의 경우

반응 30 일 후 지하수에 용존하는 Ca2+, Na+, Fe2+,

Si4+ 양은 각각 0.048 g, 0.049 g, 0.001 g, 0.000 g

에서 0.060 g, 0.054 g, 0.004 g, 0.001 g으로 증가

하였다. 특히 Ca2+와 Na+의 경우 기존 지하수 내 농

도가 상당히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추가 용해반응이 활

발하게 일어나는 것으로 나타나, 이들 함량이 높은 광

물을 중심으로 사암의 용해반응이 일어남을 알 수 있

었으며, 반응 30 일 후 초기 A사암 슬랩 무게의

0.66%가 반응에 의해 용해되었다. Fig. 6는 초임계

CO2-C사암-지하수 반응 30 일 후 C사암 슬랩 표면 중

Ca-Na를 함유한 사장석의 용해반응에 의한 광물 표면

거칠기 변화를 보여주는 SPM 분석 결과이고, Fig. 7

은 초임계CO2 주입 후 60 일 동안 방해석의 용해반

응에 의한 사암 슬랩 표면의 천공현상을 나타내는 B

사암 표면의 SEM 분석 결과이다. 이러한 결과들은 기

존의 연구에서 초임계CO2 주입에 의한 암석의 용해반

응이 매우 긴 시간에 걸쳐 일어날 것으로 예상했던 것

과는 다르게(Gunter et al., 1993; Xu et al., 2005),

초임계CO2 주입 시 사암 중 Ca-Na가 풍부한 장석류

와 방해석의 풍화가 짧은 시간 내에 일어날 수 있음을

보여주며, 실제 CO2 지중 저장 시 지중 저장 대상 암

석의 광물조성과 관련된 반응성에 대한 정량적 자료에

근거한 부지 선정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지중저장 조건에서 초임계CO2-지하수-A사암 반응 시

간별 지하수 용존 이온 농도로부터 각 이온 별 용해된

질량을 계산하여 반응시간에 따라 A사암으로부터 용해

된 이온총량(g)과, CO2 반응 시간별 A사암 슬랩의 용

해반응에 의한 슬랩의 질량감소량(g)을 구하여 Table 3

에 나타내었다. 반응 시간별 A사암의 질량변화량과 용

해된 이온량으로부터 용해반응을 1차반응으로 가정하

여 A사암의 용해반응상수(kd)를 계산하였으며, 용해반

응상수의 절대값이 거의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나(kd :

0.00022), 이 후 실험에서 용해시간을 예측하는 경우 용

해반응에 의한 암석 시료의 질량변화량을 이용하여 용

해반응상수를 구하였다(Table 3). 계산결과 초임계CO2-

지하수-A사암 반응에 의해 A사암의 단위면적당(1 cm2)

1 g의 사암이 용해되는데 약 255년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본 실험이 2차원 사암 슬랩을 이용한

결과이므로 3차원 시료나 입자상을 이용한 실험을 반

복하여 용해시간을 비교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

어 B와 C사암에 대하여는 암석 코아를 이용하여 용해

반응상수를 계산하였다.

2.3. 초임계CO2-지하수-사암반응에 의한 사암의 물

성변화 규명 실험 및 용해반응상수 계산

초임계CO2-지하수-사암 반응 시간에 따른 B사암과

C사암 코어의 평균 물성변화 결과를 Table 4에 나타내

었다. 이산화탄소 지중저장 시 주입량, 저장량 및 이동

속도를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인자인 암석의 평균 공

극률을 보면(Table 4의 맨 왼쪽 칼럼), 반응 시간에

따라 공극률이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며, 반

응 30 일 후 B사암과 C사암 평균 공극률이 반응 전

공극률 기준 각각 16.2%, 7.4% 증가를 나타내어, 경

상계 사암에 초임계CO2 주입 시 초임계CO2-지하수-암

Fig. 5. Mass of dissolved ions in groundwater during the supercritical CO2-groundwater-sandstone (A) reaction (left: Na+

and Ca2+; right: K+, Mg2+, Fe2+, Al3+ and Si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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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 반응에 의해 짧은 시간 내에 지중 저장 암석의 공

극이 증가할 수 있음을 입증하였다. 이 결과는 이전에

수행한 사암 대표 광물의 표면 변화와 반응 지하수 내

용존 이온량 증가 경향과 매우 유사하여 사암의 공극

률 증가의 주 원인은 초임계CO2 주입에 의한 사암의

용해반응인 것으로 밝혀졌다. 분석 결과 사암의 공극률

증가와 함께 사암의 탄성파속도, 1축압축강도, 암석 밀도

값이 뚜렷하게 감소하는 현상을 나타내었으며(Table 4),

Fig. 6. SPM images of the plagioclase surface (20 µm × 20 µm) of C sandstone before (a) and after 30 days of the

supercritical CO2-groundwater-sandstone re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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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사암의 경우 평균 P파속도는 반응 30 일 동안 3,905

m/sec에서 3,575 m/sec로 8.5% 감소하였으며, 평균 1

축압축강도와 평균 건조밀도는 각각 33.9%, 0.2% 감

소하였다. 실험 결과로부터 초임계CO2-지하수-사암 반

응에 의한 사암의 물성변화가 심하게 일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반응 시간별 B사암과 C사암 코아(각각 4 개 코아)의

질량변화를 측정하여 사암의 용해반응에 의해 감소한

반응시간에 따른 사암의 질량변화와 사암의 질량 차이

로부터 용해반응을 1차반응으로 가정하여 용해반응상

수(kd)를 계산하여 Table 5에 나타내었다. 실험에 사용

한 사암 코아의 단면적을 계산하여, 사암의 용해반응

Fig. 7. SEM images of the surface of B sandstone before (a) and after (b) the supercritical CO2-groundwater-sandstone

reaction (O: showing calcite perforations by the dissolution).

Table 3. Results for the calculation of the dissolution coefficient (kd) and the dissolution time for A sandstone

Calculation method

Initial 

mass or 

weight (g)

Mass or weight (g) 

after reaction time
First-order 

dissolution 

constant (kd)

Dissolution time 1 g of A 

sandstone calculated by 

using kd (year)

r2

10 days 20 days 30 days 

From mass increase 

of dissolved ions
0.00000 0.01334 0.01365 0.02562 0.00022

255.2

0.91

From weight loss 

of A sandstone
0.9637 0.9616 0.9600 0.9573 -0.00022 0.99

Table 4. Results of average physical property changes for B and C sandstone by the supercritical CO2-sandstone-

groundwater reaction

Sandstone 

type-reaction

time (day)

Porosity

(%)

Dry 

density

(g/cm3)

Wave Velocity

P-wave 

(m/sec)

Wave Velocity

S-wave (m/sec)

Dynamic 

Young’s Modulus

(GPa)

Poisson’s

ratio

1-D compression

strength

(kgf/cm2)

B-0 3.367 2.559 3905 2261 32.572 0.248 177.654 

B-10 3.527 2.559 3735 2261 31.672 0.211 168.008 

B-20 3.788 2.558 3597 2209 29.898 0.197 139.074 

B-30 3.913 2.553 3575 2093 27.781 0.239 117.483 

C-0 8.183 2.390 3578 1288 11.307 0.426 532.961

C-20 8.664 2.385 3412 1252 10.632 0.422 504.024

C-30 8.789 2.384 3410 1194 9.722 0.430 417.222

* - : no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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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1차반응으로 가정하여 계산된 용해반응상수값을 이

용하여 사암 단위면적(1cm2)당 1 g이 풍화되는데 걸리

는 용해시간을 예측하였다(Table 5). B사암과 C사암의

경우 단위면적당 1 g이 용해되는데 걸리는 평균 시간

은 각각 1,525 년과 631 년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

는 경상계 조립질 사암 입자의 지름이 대부분 1 mm

이하이고 최대 공극률이 10% 이내라는 것을 고려하면

CO2 주입에 의해 경상계 사암의 용해는 빠르게 진행

될 것이며, 짧은 시간 내에 암석의 물성변화를 초래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사암의 물성변화에 의한 암

석 내 CO2 저장량 및 공극 내 이동 속도 변화가 예

상되며 추후 CO2 저장의 안전성 평가를 위해서도 이

에 대한 정량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본 연구를 통하여, 경상분지 사암에 초임계CO2를 주

입할 경우 지하수수에 용해된 이산화탄소에 의해

Ca2+, Na+, Fe2+, Si4+ 이온의 용해반응이 활발하게

일어나며, 기존의 연구결과와는 다르게 반응 60 일 이

내에 Ca-Na 사장석, 방해석, 운모류의 용해반응이 두

드러져 암석의 물성변화를 초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상분지 B사암과 C사암의 경우 공극률이 7.4%

와 16.2% 증가하였으며, 이에 따른 다른 물성 변화값

도 비슷한 경향을 나타내었다. 본 연구에서 계산된 용

해반응상수값들은 향후 경상분지 지중저장 대상 지층

을 선정하는 지화학적 선정 지표로 사용될 수 있을 것

으로 판단되며, 암석 내 이산화탄소 주입량 및 저장량

평가 실험(잔류 포화량 측정 실험) 등을 통하여 위와

같은 암석의 물성변화가 지중저장량 및 암석 공극 내

거동에 긍정적 또는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하는지를 정

량적으로 검증하는 실험을 진행 중이다. 본 실험에 사

용한 사암시료는 지표 노두에서 채취한 것이며, 지하

수는 해안가 연안의 지하수를 사용하였다. 추후 경상

분지 내에서 CO2 주입을 위한 시추가 이루어져 지하

심부의 사암 시료와 지하수를 사용하여 실험이 수행된

다면 CO2 주입지점에서 발생하는 지화학 반응을 보다

현실적으로 재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사 사

이 논문은 2012년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

로 (재)이산화탄소포집및처리연구개발센터의 지원을 받

아 수행된 연구임(No. 2012-0008920). 본 논문을 세

심하게 심사하여주신 심사자들께 감사드립니다.

참고문헌

Akimoto, K., Kotsubo, H., Asami, T., Li, X., Uno, M.,
Tomoda, T. and Ohsumi, T. (2004) Evaluation of car-
bondioxide sequestration in Japan with a mathemat-
ical model. Energy, v.29, p.1537-1549.

Bachu, S., Gunter, W.D. and Perkins, E.H. (1995) Aquifer
disposal of CO2-hydrodynamic and mineral trapping.
Energy Conversion and Management, v.35, p.269-279.

Bachu, S. (2000) Sequestration of CO2 in geological
media: criteria and approach for site selection in
response of climate change. Energy Conversion and
Management, v.41, p.953-970.

Chang, K.H. (1975) Cretaceous stratigraphy of southeast
Korea. J. Geol. Soc. Kor., v.11, p.1-23.

Choi, B.Y., Chae, G.T., Kim, K.H., Koh, Y.K. and Yun, S.T.
(2009a) Reactive transport modeling on the behavior
of CO2 and SO2 injected into deep saline aquifer. J.
Geol. Soc. Kor., v.45, p.473-484.

Choi, B.Y., Yun, S.T., Mayer, B., Hong, S.Y., Kim, K.H.
and Jo, H.Y. (2012) Hydrogeochemical processes in

Table 5. Calculation of the dissolution coefficients and dissolution time for B and C sandstones during the supercritical CO2-

rock-groundwater reaction

Sandstone 

core

Weight (g) of sandstone core 

at different reaction time
First-order 

dissolution 

coefficient (kd)

Surface area 

of sandstone 

core (cm2)

Dissolution time 1 g of 

A sandstone calculated 

by using kd (year)

r2

Initial 20 days 30 days

B-1 283.59 283.36 283.35 -0.0001035 191.15 1,623.3 0.91

B-2 322.73 322.58 322.55 -0.0001475 191.15 2,228.1 0.97

B-3 331.29 331.11 331.13 -0.0001872 191.15 2,369.1 0.82

B-4 354.18 354.04 353.96 -0.0002108 191.15 1,908.8 0.99

C-1 107.78 105.50 107.46 -0.0000300 83.08 518.3 0.95

C-2 113.05 112.60 112.58 -0.0000193 83.08 347.4 0.92

C-3 168.68 167.87 167.78 -0.0000177 110.10 246.9 0.94

C-4 183.83 182.82 182.73 -0.0000206 110.10 201.9 0.93



672 강현민·백경배·왕수균·박진영·이민희

clastic sedimentary rocks, South Korea: A natural
analogue study of the role of dedolomitization in geo-
logic carbon storage. Chemical Geol., v.306-307, p.
103-113.

Choi, W.W., Kang, H.M., Kim, J.J., Lee, J.Y. and Lee, M.H.
(2009b) Study for the Geochemical Reaction of Feld-
spar with Supercritical CO2 in the Brine Aquifer for
CO2 Sequestration. Econ. Environ. Geol., v.42, n.5,
p.403-412.

Chough, S.K. and Sohn, Y.K. (2010) Tectonic and sed-
imentary evolution of a Cretaceous continental arc–
backarc system in the Korean peninsula: New view.
Earth-Science Reviews, v.101, p.225-249.

Egawa, K., Hong, S.K., Lee, H.J., Choi, T.J., Lee, M.K.,
Kang, J.G., Yoo, K.C., Kim, J.C., Lee, Y.I., Kihm, J.H.
and Kim, J.M. (2009) Preliminary evaluation of geo-
logical storage capacity of CO2 in sandstones of the
Sindong Group, Gyeongsang Basin(Cretaceous). J.
Geol. Soc. Kor., v.45, p.463-472. 

Emberley, S., Hutcheon, I., Shevalier, M., Durocher, K.,
Gunter, W.D. and Perkins, E.H. (2004) Geochemical
monitoring of fluid-rock interaction at CO2 storage at
the Weyburn CO2-injection enhanced oil recovery
site, Saskatchewan, Canada. Energy, v.29, p.1393-1401.

Gunter, W.D., Perkins, E.H. and McCann, T.J. (1993)
Aquifer disposal of CO2-rich gases, reaction design for
added capacity. Energy Conversion and Management,
v.34, p.941-948.

Gunter, W.D., Wiwchar, B. and Perkins, E.H. (1997) Aqui-
fer disposal of CO2 rich greenhouse gases: extension
of the time scale of experiment for CO2 sequestering
reactions by geochemical modeling. Mineralogy and
Petrology, v.59, p.121-140.

Hitchen, B. (1996) Aquifer disposal of CO2, hydrologic
and mineral trapping. Geoscience Publishing Sher-
wood Park, Alberta, 165p.

IPCC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2005, IPCC Special Report on Carbon Dioxide Cap-
ture and Stora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Cam-
bridge, UK, 208-209.

Kang, H.M. (2012) Study on geochemical changes of
rocks with supercritical CO2 at the CO2 sequestra-
tion conditions. Ph.D. Thesis. Pukyong National Uni-
versity, Korea.

Kang, H., Paik, I., Lee, H., Lee, J. and Chun, J. (2010)
Soft-sediment deformation structures in cretaceous
non-marine deposits of southeastern Gyeongsang
basin, Korea: occurrences and origin, Island Arc, v.19,
n.4, p.628-646.

Kang, H.M., Park, M.H., Park, S.H., Lee, M.H. and Wang,
S.K. (2011) Study for the geochemical reaction of Ca-
feldspar, amphibole and olivine with supercritical CO2

and brine on the CO2 sequestration condition. Econ.
Environ. Geol., v.44, n.2, p.123-133.

Kaszuba J.P., Janecky, D.R. and Snow, M.G. (2003) Car-
bon dioxide reaction processes in a model brine aqui-
fer at 200oC and 200bar: Implication for geologic

sequestration of carbon. Applied Geochemistry, v.18,
n.7, p.1065-1080.

Ketzer J.M., Iglesias, R., Einloft, S., Dullius, J., Ligabue,
R. and de Lima, V. (2009) Water-rock-CO2 interactions
in saline aquifers aimed for CO2 storage, Experi-
mental and numerical modeling studies of the Rio
Bonito Formation (Perian), southern Brazil. Applied
Geochemistry, v.24, p.760-767.

Kihm, J.H., Kim, J.M. and Wang, S.K. (2009) Numerical
simulation of impacts of mineralogical compositions
on efficiency and safety of geologic storage of CO2 in
deep sandstone aquifers. J. Geol. Soc. Kor., v.45,
p.493-516.

Ko, M.J., Kang, H.M., Wang, S.K. and Lee, M.H. (2011)
The weathering process of olivine and chlorite
reacted with the supercritical CO2 on the seques-
tration condition. J. Geol. Soc. Kor., v.47, p.635-645. 

Lee, Y.S., Park, Y.C., Kwon, S.I. and Sung, W.M. (2008)
The feasibility study for CO2 sequestration into deep
saline aquifer at Gorae-V structure in Korea. Journal
of Korean Society for Geosystem Engineering, v.45,
p.381-393.

Min, K.D. and Chung, C.D. (1985) Gravity survey on the
subsurface structure between Waekwan-Pohang in
Kyoungsang basin. Jour. Korean Inst. Mining Geol.,
v.18, n.4, p.321-329.

Min, K.D. and Kim, J.W. (1987) Gravity measurement
and interpretation of the subsurface structure of the
Kyooungsang basin between Masan-Busan area. Jour.
Korean Inst. Mining Geol., v.20, n.3, p.203-209. 

Ortoleva, P.J., Dove, P. and Richter, F. (1998) Geochem-
ical perspective on CO2 sequestration. U.S. Depart-
ment of Energy Workshop on ‘Terrestrial Sequestration
of CO2-An assessment of Research Needs’, Gaith-
ersburg, MD, May 10-12.

Park, Y.C., Huh, D.G., Yoo, D.G., Hwang, S.H., Lee, H.Y.
and Roh, E. (2009) A review of business model for
CO2 geological storage project in Korea. Journal of
Korean Society for Geosystem Engineering, v.45,
p.381-393.

Son, H.Y., Kwon, S.I. and Sung, W.M. (2006) Analytical
approach of CO2 sequestration in a deep confined
aquifer. Journal of Korean Society for Geosystem
Engineering, v.43, p.275-281.

Yun, S.T., Lee, M.H., Wang, S.K., Park, E.G., Jo, H.Y., and
Lee, Y.J. (2011) Study of geological and geochemical
factors related to the behaviors and leakage of carbon
dioxide in geologic carbon storage: Suggestion of opti-
mal methods for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of
carbon storage. KEITI Final Report 121-102-071,
Korea Univ., 358p.

Xu, T., Apps, J.A. and Pruess, K. (2004) Numerical sim-
ulation of CO2 disposal by mineral trapping in deep
aquifers, Applied Geochemistry, v.19, p.917-936.

2012년 9월 5일 원고접수, 2012년 11월 24일 게재승인



<<
  /ASCII85EncodePages false
  /AllowTransparency false
  /AutoPositionEPSFiles true
  /AutoRotatePages /All
  /Binding /Left
  /CalGrayProfile (Dot Gain 20%)
  /CalRGBProfile (sRGB IEC61966-2.1)
  /CalCMYKProfile (U.S. Web Coated \050SWOP\051 v2)
  /sRGBProfile (sRGB IEC61966-2.1)
  /CannotEmbedFontPolicy /Warning
  /CompatibilityLevel 1.4
  /CompressObjects /Tags
  /CompressPages true
  /ConvertImagesToIndexed true
  /PassThroughJPEGImages true
  /CreateJDFFile false
  /CreateJobTicket false
  /DefaultRenderingIntent /Default
  /DetectBlends true
  /ColorConversionStrategy /LeaveColorUnchanged
  /DoThumbnails false
  /EmbedAllFonts true
  /EmbedJobOptions true
  /DSCReportingLevel 0
  /EmitDSCWarnings false
  /EndPage -1
  /ImageMemory 1048576
  /LockDistillerParams false
  /MaxSubsetPct 100
  /Optimize true
  /OPM 1
  /ParseDSCComments true
  /ParseDSCCommentsForDocInfo true
  /PreserveCopyPage true
  /PreserveEPSInfo true
  /PreserveHalftoneInfo false
  /PreserveOPIComments false
  /PreserveOverprintSettings true
  /StartPage 1
  /SubsetFonts true
  /TransferFunctionInfo /Apply
  /UCRandBGInfo /Preserve
  /UsePrologue false
  /ColorSettingsFile ()
  /AlwaysEmbed [ true
  ]
  /NeverEmbed [ true
  ]
  /AntiAliasColorImages false
  /DownsampleColorImages true
  /ColorImageDownsampleType /Bicubic
  /ColorImageResolution 900
  /ColorImageDepth -1
  /ColorImageDownsampleThreshold 1.50000
  /EncodeColorImages true
  /ColorImageFilter /DCTEncode
  /AutoFilterColorImages true
  /ColorImageAutoFilterStrategy /JPEG
  /ColorACSImageDict <<
    /QFactor 0.15
    /HSamples [1 1 1 1] /VSamples [1 1 1 1]
  >>
  /ColorImageDict <<
    /QFactor 0.15
    /HSamples [1 1 1 1] /VSamples [1 1 1 1]
  >>
  /JPEG2000ColorACSImageDict <<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30
  >>
  /JPEG2000ColorImageDict <<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30
  >>
  /AntiAliasGrayImages false
  /DownsampleGrayImages true
  /GrayImageDownsampleType /Bicubic
  /GrayImageResolution 900
  /GrayImageDepth -1
  /GrayImageDownsampleThreshold 1.50000
  /EncodeGrayImages true
  /GrayImageFilter /DCTEncode
  /AutoFilterGrayImages true
  /GrayImageAutoFilterStrategy /JPEG
  /GrayACSImageDict <<
    /QFactor 0.15
    /HSamples [1 1 1 1] /VSamples [1 1 1 1]
  >>
  /GrayImageDict <<
    /QFactor 0.15
    /HSamples [1 1 1 1] /VSamples [1 1 1 1]
  >>
  /JPEG2000GrayACSImageDict <<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30
  >>
  /JPEG2000GrayImageDict <<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30
  >>
  /AntiAliasMonoImages false
  /DownsampleMonoImages true
  /MonoImageDownsampleType /Bicubic
  /MonoImageResolution 1200
  /MonoImageDepth -1
  /MonoImageDownsampleThreshold 1.50000
  /EncodeMonoImages true
  /MonoImageFilter /CCITTFaxEncode
  /MonoImageDict <<
    /K -1
  >>
  /AllowPSXObjects false
  /PDFX1aCheck false
  /PDFX3Check false
  /PDFXCompliantPDFOnly false
  /PDFXNoTrimBoxError true
  /PDFXTrimBoxToMediaBoxOffset [
    0.00000
    0.00000
    0.00000
    0.00000
  ]
  /PDFXSetBleedBoxToMediaBox true
  /PDFXBleedBoxToTrimBoxOffset [
    0.00000
    0.00000
    0.00000
    0.00000
  ]
  /PDFXOutputIntentProfile ()
  /PDFXOutputCondition ()
  /PDFXRegistryName (http://www.color.org)
  /PDFXTrapped /Unknown

  /Description <<
    /FRA <FEFF004f007000740069006f006e00730020007000650072006d0065007400740061006e007400200064006500200063007200e9006500720020006400650073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73002000500044004600200064006f007400e900730020006400270075006e00650020007200e90073006f006c007500740069006f006e002000e9006c0065007600e9006500200070006f0075007200200075006e00650020007100750061006c0069007400e90020006400270069006d007000720065007300730069006f006e00200061006d00e9006c0069006f007200e90065002e00200049006c002000650073007400200070006f0073007300690062006c0065002000640027006f007500760072006900720020006300650073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730020005000440046002000640061006e0073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50074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c002000760065007200730069006f006e002000200035002e00300020006f007500200075006c007400e9007200690065007500720065002e>
    /JPN <FEFF3053306e8a2d5b9a306f30019ad889e350cf5ea6753b50cf3092542b308000200050004400460020658766f830924f5c62103059308b3068304d306b4f7f75283057307e30593002537052376642306e753b8cea3092670059279650306b4fdd306430533068304c3067304d307e305930023053306e8a2d5b9a30674f5c62103057305f00200050004400460020658766f8306f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304a30883073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4ee5964d30678868793a3067304d307e30593002>
    /DEU <FEFF00560065007200770065006e00640065006e0020005300690065002000640069006500730065002000450069006e007300740065006c006c0075006e00670065006e0020007a0075006d002000450072007300740065006c006c0065006e00200076006f006e0020005000440046002d004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6e0020006d00690074002000650069006e006500720020006800f60068006500720065006e002000420069006c0064006100750066006c00f600730075006e0067002c00200075006d002000650069006e0065002000760065007200620065007300730065007200740065002000420069006c0064007100750061006c0069007400e400740020007a0075002000650072007a00690065006c0065006e002e00200044006900650020005000440046002d004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20006b00f6006e006e0065006e0020006d00690074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f0064006500720020006d00690074002000640065006d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75006e00640020006800f600680065007200200067006500f600660066006e00650074002000770065007200640065006e002e>
    /PTB <FEFF005500740069006c0069007a006500200065007300740061007300200063006f006e00660069006700750072006100e700f50065007300200070006100720061002000630072006900610072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f0073002000500044004600200063006f006d00200075006d00610020007200650073006f006c007500e700e3006f00200064006500200069006d006100670065006d0020007300750070006500720069006f0072002000700061007200610020006f006200740065007200200075006d00610020007100750061006c0069006400610064006500200064006500200069006d0070007200650073007300e3006f0020006d0065006c0068006f0072002e0020004f0073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f0073002000500044004600200070006f00640065006d0020007300650072002000610062006500720074006f007300200063006f006d0020006f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c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50020007300750070006500720069006f0072002e>
    /DAN <FEFF004200720075006700200064006900730073006500200069006e0064007300740069006c006c0069006e006700650072002000740069006c0020006100740020006f007000720065007400740065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720020006d006500640020006800f8006a006500720065002000620069006c006c00650064006f0070006c00f80073006e0069006e006700200066006f00720020006100740020006600e50020006200650064007200650020007500640073006b00720069006600740073006b00760061006c0069007400650074002e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720020006b0061006e002000e50062006e006500730020006d00650064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f0067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f00670020006e0079006500720065002e>
    /NLD <FEFF004700650062007200750069006b002000640065007a006500200069006e007300740065006c006c0069006e00670065006e0020006f006d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5006e0020007400650020006d0061006b0065006e0020006d00650074002000650065006e00200068006f0067006500720065002000610066006200650065006c00640069006e00670073007200650073006f006c007500740069006500200076006f006f0072002000650065006e0020006200650074006500720065002000610066006400720075006b006b00770061006c00690074006500690074002e002000440065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5006e0020006b0075006e006e0065006e00200077006f007200640065006e002000670065006f00700065006e00640020006d00650074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5006e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5006e00200068006f006700650072002e>
    /ESP <FEFF0055007300650020006500730074006100730020006f007000630069006f006e0065007300200070006100720061002000630072006500610072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f0073002000500044004600200063006f006e0020006d00610079006f00720020007200650073006f006c00750063006900f3006e00200064006500200069006d006100670065006e00200070006100720061002000610075006d0065006e0074006100720020006c0061002000630061006c006900640061006400200061006c00200069006d007000720069006d00690072002e0020004c006f0073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f00730020005000440046002000730065002000700075006500640065006e00200061006200720069007200200063006f006e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79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79002000760065007200730069006f006e0065007300200070006f00730074006500720069006f007200650073002e>
    /SUO <FEFF004e00e4006900640065006e002000610073006500740075007300740065006e0020006100760075006c006c006100200076006f0069006400610061006e0020006c0075006f006400610020005000440046002d0061007300690061006b00690072006a006f006a0061002c0020006a006f006900640065006e002000740075006c006f0073007400750073006c00610061007400750020006f006e0020006b006f0072006b006500610020006a00610020006b007500760061006e0020007400610072006b006b007500750073002000730075007500720069002e0020005000440046002d0061007300690061006b00690072006a0061007400200076006f0069006400610061006e002000610076006100740061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d0020006a0061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2d006f0068006a0065006c006d0061006c006c0061002000740061006900200075007500640065006d006d0061006c006c0061002000760065007200730069006f006c006c0061002e>
    /ITA <FEFF00550073006100720065002000710075006500730074006500200069006d0070006f007300740061007a0069006f006e006900200070006500720020006300720065006100720065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9002000500044004600200063006f006e00200075006e00610020007200690073006f006c0075007a0069006f006e00650020006d0061006700670069006f00720065002000700065007200200075006e00610020007100750061006c0069007400e00020006400690020007300740061006d007000610020006d00690067006c0069006f00720065002e00200049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9002000500044004600200070006f00730073006f006e006f0020006500730073006500720065002000610070006500720074006900200063006f006e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5002000760065007200730069006f006e006900200073007500630063006500730073006900760065002e>
    /NOR <FEFF004200720075006b00200064006900730073006500200069006e006e007300740069006c006c0069006e00670065006e0065002000740069006c002000e50020006f0070007000720065007400740065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720020006d006500640020006800f80079006500720065002000620069006c00640065006f00700070006c00f80073006e0069006e006700200066006f00720020006200650064007200650020007500740073006b00720069006600740073006b00760061006c0069007400650074002e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6e00650020006b0061006e002000e50070006e006500730020006d00650064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f0067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f0067002000730065006e006500720065002e>
    /SVE <FEFF0041006e007600e4006e00640020006400650020006800e4007200200069006e0073007400e4006c006c006e0069006e006700610072006e00610020006e00e40072002000640075002000760069006c006c00200073006b006100700061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20006d006500640020006800f6006700720065002000620069006c0064007500700070006c00f60073006e0069006e00670020006f006300680020006400e40072006d006500640020006600e50020006200e400740074007200650020007500740073006b00720069006600740073006b00760061006c0069007400650074002e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6e0020006b0061006e002000f600700070006e006100730020006d00650064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f00630068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5006c006c00650072002000730065006e006100720065002e>
    /ENU <FEFF005500730065002000740068006500730065002000730065007400740069006e0067007300200074006f00200063007200650061007400650020005000440046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7300200077006900740068002000680069006700680065007200200069006d0061006700650020007200650073006f006c007500740069006f006e00200066006f007200200069006d00700072006f0076006500640020007000720069006e00740069006e00670020007100750061006c006900740079002e00200054006800650020005000440046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73002000630061006e0020006200650020006f00700065006e0065006400200077006900740068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1006e0064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1006e00640020006c0061007400650072002e>
  >>
>> setdistillerparams
<<
  /HWResolution [600 600]
  /PageSize [612.000 792.000]
>> setpagedevice


